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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확대운영

사업
이행도

완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폐기

임기중
목표대비
진도율

● 100%

사업주체 연천군 임기구분 임기내 신규여부 계속

◈ 공약내용: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확대운영으로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으로 따뜻한 복지 구현

◈ 공약이행 확인지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인력 증원

 사업개요

 ❍ 현행

   ‣ 사업량: 차량 13대, 인력 18명 

   ‣ 운영방법: 연중 24시간 운영, 2시간 관외대기(병원진료)

   ‣ 지원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미취학아동, 임산부 및 65세이상 거동불편자, 

80세 이상 고령자

   ‣ 사업비: 874백만원

   ‣ 사업기간: 2018년~2019년

 ❍ 추진전략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확대하고 그에 따른 예산 확보

 예산투입 실적 및 계획

 ❍ (계획) 인건비, 차량구입비 등

 ❍ (실적) 인건비, 차량구입비 등

구분 총계
(백만원)

기투자
임기내

임기후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계 4,176 4,176 670 884 874 874 874

국비

도비 581.4 581.4 232 88.4 87 87 87

군비 3,594.6 3,594.6 438 795.6 787 787 787

기타



 공약달성 확인지표

(단위: 건)

지표명 구분 이행률 2018 2019 2020 2021 2022

차량 증차

계획① 9 4 5

실적② 9 4 5

달성률②÷① 100% 100% 100%

인력 증원

계획① 13 6 7

실적② 13 6 7

달성률②÷① 100% 100% 100%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2018년

   ‣ 2018. 05. 02. 차량 4대 증차, 인력 6명 증원  

    - 연중 24시간 운영(평일주간→공휴일 포함 24시간 운행)

 ❍ 2019년

   ‣ 2019. 05. 02. 차량 5대 증차, 인력 7명 증원 

    - 관외 대기

      ·병원 진료 대기 30분 → 병원 진료 대기 2시간 

    - 교통약자 확대

      ·65세이상 거동불편자→현행+80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1·2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급·2급·3급)

 ❍ 2020년

   ‣ 2020. 06. 15.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일전 사전예약 실시

   ‣ 2020. 07. 10.

    - 연천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건립 완료

 공약입법 조례 추진현황

 ❍ 연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문제점 및 대책  해당없음



 중앙부처․경기도 동향

 ❍ 국토교통부 특별교통수단 운영기준: 장애인(1·2급) 150명당 1대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확대운영지침: 장애인(1·2급) 100명당 1대

 ❍ 연천군 특별교통수단 확대운영계획: 장애인(1·2급) 51명당 1대


